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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동정맥기형(Pulmonary Arteriovenous Malformation) 환자의 
전정맥마취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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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sthetic management of a patient with pulmonary arteriovenous malformation 
under total intravenous anesthesia 

− A case report−
Jong Chan Kim, Kyung-Cheon Lee*, Jung Ju Choi*, Hee-Dong Lee*, and Hyun Jeong Kwak*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Gachon University Gil Hospital, Incheon, Korea

  A 23-year-old woman with pulmonary arteriovenous malformation was scheduled for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due 

to her mandible fracture.  Total intravenous anesthesia using propofol and remifentanil was selected as the anesthetic method in 

order to avoid the inhibition of hypoxic pulmonary vasoconstriction and the exacerbation of intrapulmonary shunting.  After the 

standard monitoring devices were applied, anesthesia was then induced and maintained with a target controlled infusion of propofol 

and remifentanil in the range of 2.5−3.0 μg/ml and 2−3 ng/ml, respectively.  Anesthesia was performed uneventfully and the 

patient was discharged without complication.  (Korean J Anesthesiol 2009; 56: 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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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동정맥기형(pulmonary arteriovenous malformation, PAVM)

은 폐의 동맥과 정맥이 직 으로 연결된  질환으로 

100,000명당 2−3명에서 생기는 드문 질환이다[1]. PAVM에

서는 폐내 우좌 단락(right-to-left shunt)으로 심박출량의 상당 

부분이 가스교환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산소 증, 호흡

곤란, 청색증이 발생할 수 있다[2,3]. 한 모세 을 거치지 

않고 동맥과 정맥이 연결되어 있어 말  정맥에서 발생한 

색 이 동맥으로 넘어가는 ‘역행 색 (paradoxical embolism)’

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뇌경색(10−19%) 는 

뇌농양(5−9%)이 발생할 수 있다[4,5]. 기형 부 의 열시

에는 객  는 흉이 래되며, 그 외에 편두통과 간질, 

의식소실에 따른 외상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4,5]. 

PAVM 환자들은 병변 부 제거를 한 폐엽 제술이나 합

병증으로 발생한 뇌농양 제거술, 외상의 치료 등으로 신

마취를 필요로 하게 되며, 이 때 기계 환기와 수술  폐 

병변부  조작, 흡입마취제, 이완제, 수축제 등은 

폐내 우좌 단락의 증가와 폐  항의 변화를 래하며, 

이는 산소증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마취  산소

성 폐  수축(hypoxic pulmonary vasoconstriction, HPV) 반

응을 유지하고, 폐내 단락률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고려되어

야 하겠고, 한 치명 인 합병증인 색  등이 발생하지 않

는지 주의 깊은 감시가 필요하다.

  본 증례에서는 PAVM과 폐동맥류(pulmonary artery aneur-

ysm)를 진단받은 환자에서 의식소실로 발생한 하악골 골  

수술의 정맥마취 경험을 보고한다.

증      례

  본 환자는 나이 23세, 체  52 kg의 여자로 출생 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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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chest X-ray shows multiple coil embolization in both 

lung field.

Table 1. Arterial Blood Gas Analysis Parameters during Perioperative Period

T1 T2 T3 T4 T5

FIO2

pH

PaO2 (mmHg)

PaCO2 (mmHg)

SaO2 (%)

Hb (g/dl)

Shunt fraction (%)

  0.21

  7.44

46.8

26.4

80

14.9

30−35

  0.21

  7.31

47

36

78

17.8

30−35

  0.6

  7.34

66

35

91

16.5

30−35

  0.3

  7.36

46

36

81

15.8

30−35

  0.3

  7.36

53.5

30.3

86

15.0

30

T1: arrival at the hospital, T2: before the induction of anesthesia, T3: 1 h after the induction, T4: 1 h after postanesthetic care unit, T5: 1 h 

after intensive care unit. FIO2: fraction of inspired oxygen, PaO2: arterial oxygen tension, PaCO2: arterial carbon dioxide tension, Shunt fraction: 

calculated shunt fraction using isoshunt curve.

입술과 손톱주 에 청색증이 있었고 간헐 으로 호흡곤란

이 있었다. 아홉 살 때 PAVM을 진단받았고 당시 양쪽 폐

엽 제술과 폐동맥  기형 제거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에도 청색증과 호흡곤란은 호 되지 않았고, 그 후 특별한 

약물 복용이나 치료없이 지냈다. 20세 때 심한 비출 로 병

원을 방문하여 폐동맥류(pulmonary artery aneurysm)를 진단

받고, 폐동맥 색 술을 시행받았으며, 그 후로는 이 에 비

해 청색증과 호흡곤란이 일부 호 되는 양상을 보 다. 환

자는 어릴 때부터 오래 서있을 때 어지럼증과 의식소실 증

상이 1년에 2번 정도 있었는데, 내원 당일 계단을 내려오는 

도  의식 소실로 쓰러지면서 하악골 골 이 발생하여 

신마취 하에 개방정복과 내부고정(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을 시행하기로 하 다. 입원 당시 시행한 산화 뇌

단층 촬 과 자기공명 상(magnetic resonance imaging)이나 

뇌  소견은 정상이었고, 신체검사에서 곤 지(clubbing)가 

찰되었으며, 청진 시 양쪽 폐하엽에서 폐내 단락으로 인

한 지속 인 잡음(bruit)이 들렸다. 내원 당시 동맥  가스 

검사 결과는 pH 7.44, PaO2 46.8 mmHg, PaCO2 26.4 mmHg, 

SaO2 80% 으며, 이때 등단락곡선(isoshunt curve)을 이용하

여 계산된 단락률은 30−35% 정도 고, 일반 액 검사상 

색소는 14.9 g/dl, 헤마토크리트는 47% 다. 흉부 X-선 사

진 상에 양쪽 폐에 동맥류를 치료한 여러 개의 코일이 보

고(Fig. 1), 폐기능 검사 상 등도의 제한성 폐쇄성 장애를 

보 다. 심 음  검사 상 소량의 심장막 삼출(pericardial ef-

fusion)만 보 고, 그 외 다른 검사소견은 정상 범 다.

  마취 투약은 하지 않았으며 수술실 도착 당시 환자의 

의식상태는 명료(alert)하 고 묻는 말에는 반응하 으나 무

기력해 보 다. 수술실에서 비침습  압계, 맥박산소측정기, 

심 도 등의 기본 인 감시 장치를 부착하 고, 활력 징후

는 압이 95/50 mmHg, 심박수는 65 beats/min, 맥박산소포

화도(SpO2)는 86% 다. 국소마취 하에서 요골동맥에 20 G 

카테터를 거치하 고 이후 지속 으로 압을 감시하 다. 

마취유도  동맥  가스 검사 결과는 pH 7.31, PaO2 47 

mmHg, PaCO2 36 mmHg, SaO2 78% 고, 이때 단락률은 30−
35% 정도 다. 상용화된 목표농도조 주입 기계(OrchestraⓇ 

Base Primea; Fresenius-MCM GmbH, Germany)의 Schnider 모

델과 Minto 모델을 이용하여 목표 효과처 농도를 각각 pro-

pofol은 4 ug/ml, remifentanil은 4 ng/ml로 정하여 마취유도를 

하 으며, rocuronium 0.6 mg/kg을 투여한 후 경비 기 내 

삽 을 시행하 다. 기 내 삽  후 압에 따라 목표 효과

처 농도를 propofol은 2.5−3 ug/ml, remifentanil은 2−3 

ng/ml로 용량을 변화시키며 마취 유지하 고, 신선가스는 

O2 1.5 L/min와 air 1.5 L/min (FIO2 0.6)으로 사용하 으며, 

일회 호흡량 10 ml/kg, 호흡수 10 breaths/min로 하여 조  

환기를 하 다. 마취유도 한 시간 후 측정한 동맥  가스 

검사에서는 FIO2 0.6에서 pH 7.34, PaCO2 35 mmHg, PaO2 

66 mmHg, SaO2 91% 고, 이때 단락률은 30−35% 정도

다. 마취  활력 징후는 압이 105−90/50−60 mmHg,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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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는 60−70 beats/min, 맥박산소측정기 상 SpO2는 86−
92%,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은 33−35 mmHg로 유지하

다. 총 수술 시간은 3시간이었으며, 수술  투여된 수액량 

550 ml 다. 수술 종료 후 환자의 의식상태와 호흡노력이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발 하 으며 특별한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회복실에서 비강배 (nasal cannula)으로 O2 

3 L/min를 투여하면서 시행한 동맥  가스 검사 결과에서 

pH 7.36, PaCO2 36 mmHg, PaO2 46 mmHg, SaO2 81%로 단

락률은 약 30%정도 다(Table 1). 환자는 수술 후 환자실

로 이송되었으며, 수술 후 1일째 일반 병실로 실하 고, 

수술 후 4일째 별다른 합병증없이 퇴원하 다. 

고      찰

  PAVM은 폐동맥과 폐정맥의 비정상 인 연결로 인해 폐

내 우좌 단락이 발생하는 질환으로[6], 환자의 50% 이상에

서는 증상이 없으며 병변은 주로 일반 인 흉부 X-선 사진

으로 발견된다. 증상이 발 되는 험인자로는 증상이 어려

서부터 나타나거나 PAVM의 크기가 2 cm 이상, 유  출

모세 확장증을 갖고 있는 경우 등이 있다. 비출 과 

피로감, 운동 시 호흡곤란, 심계 항진 등이 흔한 증상이며, 

환자의 1/3에서는 추신경계 증상인 두통, 어지러움, 졸도, 

마비가 나타난다[7]. PAVM의 세 가지 주요 증상은 운동 시 

호흡곤란, 청색증, 곤 지인데 성인 환자의 30%에서 나타난

다. 폐 류량이 차 증가하면 벽 괴사를 통해 공 크

기가 차 커지게 되고 폐 류량과 심박출량이 증가되어 

심부 을 래할 수 있으며, 병변 부  열로 인한 흉, 

역행 색 으로 인한 뇌졸 과 뇌농양 등의 합병증이 발생

할 수 있다[5]. 

  PAVM에 한 효과 인 치료는 없지만, 수술로서 폐동맥 

기형부 를 제거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 재  방사선 치료(interventional radiologic treatment)

로 기형 부 에 치료  색 술(therapeutic embolization)을 시

행할 수 있는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모든 기형부 를 막

아 다면 뇌농양과 뇌경색을 방하는 데 효과 이며[8], 장

기 인 후에서도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는 보고가 있다[9,10]. 

본 증례 환자도 수술  치료  색 술을 시행한 상태로 

뇌농양 등의 합병증은 없는 상태 다.

  PAVM 치료의 일차 인 목 은 기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좌 단락률을 여주고 합병증을 방하는 것이다. 수술을 

통해 PAVM 부 를 제해 주는 폐구역 제술이나 폐엽

제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유입 폐동맥을 치료  색 술로 

막아 으로써 단락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본 증례 

환자는 부분 폐 제 수술과 색 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PaO2 47 mmHg, SaO2 80% 정도로 등단락곡선을 통

해 계산한 단락률이 30% 이상으로 높았으며, 운동 는 기

립시 산소증의 심화로 반복 인 의식소실이 나타난 과거

력이 있었다. 

  PAVM 환자에서 마취  산소 증이 심화되는 것을 방

지하기 해서는 HPV 반응과 정상 부  폐로의 류량을 

유지하고, 폐  항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HPV 반응은 폐 류를 환기가 좋지 않은 폐포에서 환기가 

잘되는 폐포로 환시켜 환기- 류 계를 유지 는 개선

시키는 신체의 생리  방어기 인데, 이와 련한 인자로는 

혼합정맥  산소 분압과 폐 압, 폐  항, 동맥  이

산화탄소 분압, 이완제, 수축제, 흡입마취제, 아산

화질소, 호기말 양압환기, 일산화질소 등이 있다. 본 증례에

서는 HPV 반응을 억제하는 아산화질소와 흡입 마취제를 

신하여 propofol과 remifentanil을 사용하는 정맥마취로 

마취를 유지하 다. Van Keer 등은[11] propofol이 HPV에 

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하 고, remifentanil과 같은 아편양

제제인 fentanyl의 경우에도 투여방법에 상 없이 HPV에 

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 다[12]. 흡입마취제를 사용한 이  

증례의 부분은 일측 폐환기를 필요로 하는 폐엽 제술 

시의 마취 경험을 보고하고 있어 본 증례에서 보인 단락률 

변화와 단순 비교하는 어려우나, Abiad 등은[3] PAVM 환자

에서 enflurane 마취  일측폐환기로 인해 폐내 단락률이 

56%까지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일반 으로 단락률을 계산하기 해서는 폐동맥 카테터

를 삽입하여 폐동맥 액을 채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

나 폐동맥 카테터는 정확한 단락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는 반면, 삽입 시 심장 열과 부정맥, 심장차단, 꼬

임, 삼첨  는 폐동맥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거치 

후에는 과  색 증, 감염, 폐 , 심내막염, 부정

맥, 폐동맥 열, 폐경색 등의 치명 인 합병증이 생길 수

도 있다. 본 증례에서는 수술시간이 비교  짧고 간단한 수

술이라는 을 고려하여 폐동맥 카테터는 삽입하지 않았고 

등단락곡선을 통해 단락률을 계산하 다. 본 증례에서 마취 

 동맥  가스 검사 결과(PaO2 47 mmHg, SaO2 78%)에서 

계산된 단락률은 약 30−35% 정도 는데, 마취 과 마취 

후에 계산된 단락률도 30−35%로 이와 비슷한 정도로 유지

되었다(Table 1). 이를 통해 정맥마취가 HPV나 폐내 단락

에 큰 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등

단락곡선은 색소치가 10−14 g/dl인 경우에 용되는 것

이어서 본 증례에서처럼 높은 색소 수치를 보이는 경우

에는 다소 오차가 생길 수 있다. Lee 등도[13] PAVM 환자

의 폐엽 제술 시 propofol과 fentanyl을 이용한 성공 인 정

맥마취 경험을 보고한 바 있다. 한편 기계환기 는 마취 

 격한 산소 증의 악화가 있는 경우라면 일산화질소

(nitric oxide)의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Feillet 등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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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VM 환자에서 일산화질소의 사용이 기계환기로 인한 

산소증의 악화를 개선시켰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본 증례

에서는 마취  일산화질소 사용이 필요할 정도의 격한 

산소 증의 악화는 없었다. Friedman 등은[15] PAVM 환

자는 기계환기만으로도 폐내 단락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하

는데, 이는 기계환기 시 양압환기로 인해 폐 항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공을 통한 폐내 단락이 증가하기 때

문이라고 하 다. 따라서 마취 에는 산소 증, 과탄산

증, 산증, 체온, 폐포 과팽창 등으로 폐 항이 증가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본 증례에서도 과탄산 증이 발

생하지 않도록 PaCO2를 35 mmHg 정도로 유지하 다. 

  한 PAVM 환자 마취 에는 동정맥간의 우좌 단락으로 

인해 역행 색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 후 수액이

나 약물 투약 시 공기가 정맥 순환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색 으로 인한 치명 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지 주의 깊은 감시가 필요하다.

  결론 으로 PAVM 환자의 마취 에는 산소증 심화를 

방하기 한 HPV 반응의 유지와 폐내 단락률을 감소시

키는 마취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해 propofol과 아

편유사제를 이용한 정맥마취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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